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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인쇄전자소자 (Printed Electronics)는 인쇄 

공정을 이용해 생산되는 RFID (Radio Frequency 

Identification), 태양전지(Solar cell), OLED 

(Organic Light Emitting Diodes)등의 전자제품

을 뜻한다. 이러한 인쇄전자소자를 저가 대량생산

할 수 있는 롤투롤(Roll-to-roll) 장비를 이용한 

인쇄기술이 주목받고 있다. 인쇄전자에서는 정밀

한 인쇄품질을 요구함으로 롤투롤 장비에서는  

각 구간마다 웹을 일정한 장력 하에 이송시키는 

것이 매우 중요하다.

구동롤에서는 웹과 롤러간의 윤활로 인해 마찰

력과 구동력이 감소해 웹이 미끄러지는 slip현상

과 구동롤 전 후 스팬에 임계장력 이상의 장력이 

발생해 전 후 스팬의 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력전

달현상이 발생하게 된다.

피더에서의 슬립 현상과 장력전달현상의 원인

으로 피더의 낮은 압력, 피더와 웹 사이의 공기층에 

의한 마찰력 감소, 감김각에 따른 마찰력 감소 

등이 있다.

본 논문에서는 피더와 웹의 접촉 조건에 따른 

임계장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려한다.

2. 수학적 모델링

Fig.1 Contact of feeder rollers

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피더의 모델은 Fig. 1과 

같다. 수학적 모델링을 위해 피더는 반지름(R), 

닙 길이()인 직 사각형 면의 형태로 접촉한다고 

가정한다.

Fig.1의 그림과 같이 Feeder에 압력을 주면  

Idler Roller의 변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식을 

유도할 수 있다.

피더의 반지름(R)이 변형량()에 의해 피더 중

심에서 접촉면까지의 길이(′)로 변화하는 것을 

Eq.(1)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′                (1)
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접촉각(θ)를 Eq.(2)에

서 구하고 Eq.(3)을 통해 피더 닙 길이()를 구한

다.

               
′
            (2)  

                  ×              (3)

3.실험조건

 피더와 웹의 접촉조건에 따른 임계장력을 측정

하기 위한 피더의 접촉조건은 Table. 1 과 같다.

Table. 1 Variation of nip length depending on 

displacement of feeders 

displacement of 

feeder()
nip length()

0.11㎜ 8.12㎜

0.23㎜ 11.75㎜

0.31㎜ 13.64㎜

임계장력을 측정하기 위해 피더 전의 장력을 삼각

파 형태로 점점 증가시켜 주었으며, Table. 2와 
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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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. 2 Characteristics of upstream tension 

of feeder

Type Triangular wave

Period 40s

Amplitude 8~17.5kgf

Offset 3kgf

4.연구 결과

Fig.2 Variation of critical tension depending 

on wrap angle for nip length 8.12㎜

Fig. 3 Upstream and downstream tension of feed-

er for nip length 8.12㎜, wrap angle 0˚

Fig. 4 Upstream and downstream tension of 

feeder for nip length 11.73㎜, wrap angle 

0˚

Fig. 2는 피더 닙 길이 8.12㎜일 때 각도에 따른 

임계장력 실험 결과로 각도의 증가에 따라 임계장

력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감김각의 증가

로 인해 웹과 피더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

웹과 피더 사이의 마찰력 또한 증가하게 된다.

Fig. 3는 피더 닙 길이 8.12㎜, 감김각 0˚일 

때 피더 전 후 장력전달현상을 실험한 결과로 피더 

후의 장력이 11.5kgf일 때 장력전달현상이 발생하

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Fig. 4는 피더 닙 길이 11.73㎜, 감김각 0˚의 

조건에서 피더의 전 후 장력전달현상을 알아보기 

위한 실험으로 피더 전 장력이 피더 후 장력에 

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이 실험에

서 피더 닙 길이 11.73㎜이상에서는 감김각에 상관

없이 장력전달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

인할 수 있다.

4. 결론

본 논문에서는 정밀한 인쇄품질을 요구하는 롤투

롤 장비에서 각 구간의 웹을 일정한 장력 하에 

이송시키기 위해 피더와 웹의 접촉조건에 따른 

임계장력을 찾음으로써 스팬 간 장력전달현상을 

최소화 하는 범위를 찾고자 하였다.

감김각의 증가에 따라 웹과 피더 사이의 마찰력 

증가로 임계장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. 

즉, 일정한 감김각 이상에서는 피더 전후의 장력 

전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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